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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부모를 상으로 시행된 자궁경부암 방교육 로그램에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기 해 시

도되었다. 자료검색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국외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Science 

Direct, CINAHL을 이용하 고, 국내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RISS, Dbpia를 이용하 다. 검색된 자료는 총 

329편이며, 선정기   제외기 에 따라 최종 7편을 선정하 다. 방교육 로그램의 기법으로는 강의식 

교육, 리 렛, 로셔 제공, 문자메시지, 자기설득 재 등이 있었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교육 로

그램은 강의식 교육으로 나타났다. 방교육 로그램의 분석결과 부모의 자궁경부암  HPV에 한 지식

과 종의도는 높아졌고, 실제 종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부모를 상으로 자

궁경부암 방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연구의 시도를 기 할 수 있다. 

■ 중심어 :∣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예방∣교육∣프로그램∣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revious studies on cervical cancer preventive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Data from January 2007 to November 2017 were searched via PubMed, 

Science Direct and CINAHL in foreign search databases, and RISS and Dbpia in domestic search 

databases. A total of 329 papers were searched, and 7 papers were finally selected based on the 

selection criteria and the exclusion criteria. Power point(PPT), leaflet, brochure and text 

messages were used as method for program education and among which, PPT were used the 

most. As a result of education program effect, it is found that parent's knowledge on HPV and 

intention for preventive inoculation became increased and rate of actual inoculation indeed 

higher. This analysis indicates there is a big need for cervical cancer preventive education 

program developing for parents in Korea and accordingly, various study for programs are 

expected to be performed.    

■ keyword :∣Cervical Cancer∣Human Papillomavirus∣Prevention∣Education∣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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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 으로 자궁경부암은 여성에서 4번째로 흔한

암이며[1], 2015년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에서 상피내암을 제외

한 자궁경부암의 발생건수는 3,500건으로 7 를 차지한

다[2][3]. 자궁경부암의 발생은 인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oma Virus, HPV) 감염이 발병의 가장 핵

심 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HPV가 발견되면 자궁경부

암의 발생 험도가 10배 이상 증가한다[4]. 자궁경부암 

발생의 필요원인은 HPV이지만 그밖의 험요인으로는 

흡연,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감염, 장기간 경구피임약의 사용, 출산횟수

가 많은 경우, 사회경제수 이 낮은 경우 등도 알려져 

있다[4]. 

지 까지 발견된 100여종 이상의 HPV  40여종이 

항문과 생식기 감염과 련이 있는 것으로 밝 졌으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병으로 성생활을 한 사람이라

면 최소한 50%이상은 일생 동안 HPV에 하게 된다

[2][4][5]. 미국질병통제 방센터의 2009년에서 2013년

까지의 결과에 따르면 HPV 감염으로 인한 암은 여성

에서 23,300명, 남성도 16,500명이 구강인두암, 생식기 

사마귀, 음경암, 항문암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6]. 

자궁경부암은 방백신을 통해서 70%이상 방이 

가능하여 2006년부터 방 종이 시행되고 있으며, 세

계보건기구 회원국  71개 국가에서 국가 방 종으

로 도입되었고, 2016년 6월부터 우리나라도 만11-12세 

여아에게 국가 방 종이 시행되고 있다[6]. 미국에서

는 9∼26세 사이의 소녀와 소년을 상으로 방 종

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질병통제 방센터에서는 여

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HPV 백신 방 종을 권

장하고 있다[7].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방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부모[8-11]나 여 생[12-17]을 상으로 한 자궁경

부암 방교육 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지식  인식부

족이 소녀와 소년들의 백신 종률에 향을 미치는 요

인 의 하나로 작용하여 방 종률이 낮은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2016년 만12세 여성 청소년 무료지원  

미 종 상 보호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HPV 백신 미

종 사유는 부모의 73.5%가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되어

서’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HPV 백신 련 정보

는 68.5%가 뉴스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47.1%의 부정  정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8]. 

자궁경부암 방 종은 만 9세에서 26세 사이의 성경

험이 없는 여성이 종받는 것이 가장 효과 이기 때문

에[2] 방효과측면에서 최 의 종 상인 청소년의 

건강 련 의사결정자인 부모에게[10] 자궁경부암 방

종 편견을 해결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 

상 교육 로그램의 보 이 실한 상황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HPV 련 지식이 높은 

부모일수록 백신을 종시킬 의향이 높으며[8], 자궁경

부암 방행 가 극 인 부모일수록 자신의 딸에게

도 백신 종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9]. 한 HPV

와 자궁경부암과 계를 강조한 부모 상 방교육

로그램이 백신 종에 한 지식, 태도, 지각된 행 통제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10], 자궁경부암 백

신 종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지식

과 백신 종에 한 수용의지가 요하다고 볼 수 있겠

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의 지식의 부족은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백신 종 시기와 

방법, 백신 효과에 한 정보 부족이 자궁경부암 백신 

종의 해 요인으로 나타났으며[9-11][19], 백신 종

률을 높이기 해서는 련 정보의 제공과 교육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외 자궁경부암 

방교육 로그램의 연구동향을 통해 종합한 결과로 

향후 부모를 한 지식교육의 체계 인 근과 자궁경

부암 방교육 로그램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를 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방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200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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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에 게재된 국외 논문을 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

하 다. 

2. 자료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본 연구의 분석논문으로 선정된 상 논문의 수는 총 

7편이었으며, 상 논문의 선정 기 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며, 

부모를 상으로 시행된 방교육 로그램을 수행한 

논문으로 선정하 다. 검색결과 복된 논문과 조사연

구는 제외하 다.

3. 자료검색 및 분석절차

자료검색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하 다. 국외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Science 

Direct, CINAHL을 이용하 고, 국내 검색 데이터베이

스는 RISS, Dbpia를 이용하 다. 검색을 해 사용된 

검색어는 국외논문의 경우 ‘Cervical Cancer’, ‘Human 

Papillomavirus’, ‘Prevention’, ‘Education’, ‘Program’의 

단어로 308건이 검색되었으며, 국내논문의 경우 ‘자궁

경부암’, ‘인유두종바이러스’, ‘ 방교육’, ‘ 로그램’의 

단어로 21건이 검색되었다. 기에 검색된 논문은 총 

329편이며, 검색된 자료를 선정기   제외기 에 따

그림 1. 문헌 선별 과정

라 문 확인이 되지 않는 것(149편), 부모 상이 아닌 

것(152편), 방교육 로그램이 아닌 것(21편)은 배제

하 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부모를 상으로 시행된 

자궁경부암 방교육 로그램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국외논문 최종 7편을 선정하 다.

Ⅲ. 연구결과

1.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의 특성 및 효과

부모를 상으로 시행된 자궁경부암 방교육 로그

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발표 연도별 분포는 

2011년 1편, 2012년 1편, 2014년 1편, 2015년 2편, 2016

년 1편, 2017년 1편이었다. 상자 수는 38명~445명으로 

다양하 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가 6편으로 가장 많

았고, 독일 1편으로 나타났다. 

교육제공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iter 등[20]

의 연구에서는 교육용 워포인트 자료와 유인물을 개

발하여 30-40분의 교육을 진행하 고 Spleen 등[21]의 

연구에서도 60분 동안 워포인트를 이용하 다. 균형

잡힌 리 렛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방법[22], 로셔와 

자궁경부암백신에 한 방 웹사이트를 제공한 집단

과 텍스트 메시지를 추가한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23]

도 있었다. Rickert 등[24]의 연구에서는 간결한 건강 

메시지의 효과를 보기 한 재방법을 이용하 다. 

한, Mixed-methods 분석방법으로 45-60분 정도의 인

터뷰를 진행하고 HPV와 련된 비디오를 5분에 걸쳐 

제공하 으며, 자기주도 인 방법으로 11개의 질문에 

하여 인스토 과 구두로 종의 여러 가지 이유

에 해 답하 다[25]. 클리닉 측면, 교육제공자 측면 

부모의 측면에서의 재가 이루어지는 Multi-level 

재법도 시행되었고, 부모에게는 교육용 로셔와 비디

오를 제공하 다[26]. 이와 같이 워포인트를 이용한 

정보제공, 리 렛과 로셔와 같은 핸드아웃을 통한 방

법, DVD 비디오를 이용한 상제공과 메시지를 이용

한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Reiter 등[20]의 연구에서는 

HPV 유병률과 염, HPV 감염과 련된 질병,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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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year) Methodologies Contents Effect of education

Reiter et 
al(2011)

ㆍPower Point presentation 
about 30–40 min 
included time for 
questions

ㆍHandout

HPV and HPV vaccine that provided 
information on HPV prevalence and 
transmission, diseases associated with HPV 
infection, vaccine recommendations, dosage 
schedule, vaccine efficacy and safety, 
andinsurance coverage for the vaccine.

ㆍHPV and HPV vaccine knowledge↑

Spleen et 
al(2012)

ㆍPower Point presentation 
about 60-min included 
time for group 
discussion  

information about HPV, its mode of 
transmission and causative effects on cervical 
cancer and
genital warts, and HPV vaccine-related facts, 
including
where the vaccine could be obtained, costs, 
insurance
coverage, and economic eligibility for patient 
assistance
programs.

ㆍHPV-related knowledge↑
ㆍIntent to vaccinate daughters within 1 month 
increased among parents

Wegwarth et 
al(2014)

ㆍunbalanced leaflet 
ㆍbalanced leaflet 

ㆍunbalanced leaflet: completeness(base risk, 
benefit, harms), transparency, 
correctness/evidence-based information
ㆍbalanced leaflet:completeness(base risk, 
benefit, harms) 

ㆍThe balanced leaflet increased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were correctly informed 
about cervical cancer and the HPV vaccine 
by 33 to 66 absolute percentage points.

Aragones et 
al(2015)

ㆍEducational session 
alone

ㆍEducational session plus 
text messaging

information on HPV, the HPV vaccine, and
HPV-related cancers, and answered any 
questions the parent might
have.

ㆍ98% of those in the education plus text 
messaging group reported getting the first 
dose of the vaccine for their child and 87% 
among those in the educational group only. 

ㆍ88% of those receiving the 1st dose in the 
text messaging group reported completing 
the three doses versus 40% in the 
educational group only.

Rickert et 
al(2015)

ㆍrhetorical question (RQ) 
or no-RQ  

ㆍone-sided or two-sided 
message.

parents’ intentions to vaccinate their young 
adolescent, the first dose uptake of HPV 
vaccine, and series completion.

ㆍThe 1-sided and 2-sided messages had no 
effect. ㆍThis brief, RQ health intervention 
enhanced intent, but did not impact 
vaccination rates, likely due to the time 
delay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sent 
form receipt.

Paskett et 
al(2016)

ㆍeducational brochure 
and DVD video 

HPV and HPV vaccination, a magnet reminder 
to get the 2nd and 3rd HPV vaccine shot, and 
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HPV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 

ㆍAmong the 155 intervention participants who 
responded to questions about viewing the 
intervention materials, 139(89.7%) reported 
that they watched the video and 146(94.2%) 
reported that they read the brochure and 
vaccine informational statement.

ㆍHPV related knowledge↑

Baldwin et 
al(2017)

ㆍbrief educational video 
(5 min and 20 s)  

ㆍself-persuasion task, 
participants responded 
to 11 question prompts to 
help them brainstorm 
and verbalize different 
reasons for vaccinating 
their adolescent 

ㆍ cognitive interviews

information about HPV (e.g., prevalence, 
consequences) and the vaccine (e.g., efficacy, 
safety). 

ㆍself-persuasion approach affects parental 
decisions and adolescent HPV vaccine 
initiation and series completion in safety-net 
populations that experience significant 
disparities in HPV-related cancers. 

표 1.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권장사항, 투여일정, 백신 유효성  안정성, 백신의 보

험 용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Spleen 등

[21]의 연구에서는 교육내용에 자궁경부암과 생식기 사

마귀에 한 감염경로  원인, 비용, 보험 용범 와 

자격 등 자궁경부암에 한 정보를 포함하 다. Rickert 

등[24]의 연구에서는 건강 메시지에는 자궁경부암백신

의 첫 용량 시기  완료시 , 백신 종에 한 부모의 

의도와 련된 내용이었다. 재에서 제공되는 비디오

의 내용으로는 자궁경부암에 한 발병률과 결과, 백신

의 효능과 안 성이 포함되었다[25]. 이와 같이 주로 자

궁경부암에 한 이해  감염과 련된 정보, 백신

종의 효과성  안정성, 종시기  방법 등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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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23][26]. 

재를 시행한 후 교육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HPV 감염과 련된 질환  HPV 백신에 한 

지식은 재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20][26], 

Spleen 등[21]의 연구에서도 재  지식정도 평가 시

에는 상자의 90% 이상이 지식항목의 18%를 정확하

게 답변한 반면, 재 후에는 59%를 정확하게 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egworth 등[22]의 연구에서는 균

형잡힌 리 렛을 제공받은 군에서 방 종의 이   

사망률 감소, 백신의 효능에 한 지식이 향상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Aragones 등[23]은 교육만 제공받은 집

단보다 교육과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제공받은 집단

에서 98%가 자녀의 백신 종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 확

인되었다. Rickert 등[24]의 연구에서는 일방 인 메시

지와 질문이 없는 집단에 비해 양면 메시지와 질문이 

있는 집단에서 백신 종에 한 의도와 첫 백신 종률

이 더 좋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행하 으나, 메시지는 

효과가 없었으며, 질문 집단에서의 백신 종 의도는 강

화되었으나 백신 종률과는 유의한 계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자기설득 재 후 백신 종을 받지 않았던 부모  

81.8%가 자녀에게 백신 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고

되었다[25].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방교육 로그램을 통해 자궁경부암과 HPV 백신 종

에 한 지식이 증가하 고, 자녀에게 백신 종을 하겠

다는 의도 역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부

모를 상으로 시행된 자궁경부암 방교육 로그램에 

한 선행연구를 방교육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앞

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국외에서는 총 7편으로 10년 동안 1년에 1편 정도의 연

구가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 논문의 교육

방법은 부분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21][23][26] 한, 학생 상 국내연구에서도 강

의를 통한 교육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15][16]. 

교육제공방법 분석결과 워포인트를 이용한 정보제

공, 리 렛과 로셔와 같은 핸드아웃을 통한 방법, 

DVD 비디오를 이용한 상제공과 메시지를 이용한 방

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미혼 학생 상

으로 자궁경부암 방교육에서 워포인트를 이용한 

강의식 교육, 유인물, 로셔 제공 등과 같은 교육제공

방법이 유사하 다[15]. 그러나 강의식 교육은 시간과 

장소가 필요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앱을 이용한 로그램이나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목하여 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궁경부암 방교육 로그램 교육내용은 주로 HPV

에 한 이해  감염과 련된 정보, 백신 종의 효과

성  안정성, 종시기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

다[23][27]. 이러한 결과는 부모 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방교육 로그램 뿐 아니라 미혼 여 생, 일반 여성

을 상으로 한 교육내용과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15][28]. 한 자궁경부암 정  태도 강화를 한 교

육내용으로 여성의 검진행 가 증가함은 물론이고[29],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반 으로 시 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회  분 기 조성과 함께 구체 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내용이 강화되어 개발될 필요

가 있다. 

자궁경부암 방교육 로그램 교육효과로는 자궁경

부암과 HPV 백신 종에 한 지식이 증가하 고, 자녀

에게 백신 종을 하겠다는 의도 역시 증가하 다[25]. 

이 결과는 Foley 등[28] 연구에서 여성을 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방교육의 효과로 백신 종에 한 지식

증가와 백신 종 수용이 증가하 다는 결과와 일치함

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 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는 주로 여 생[15-17]이나 여고생[30]을 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방교육 로그램이 있고 부모 상의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질병 리본

부의 방 종 안 성 련 자료[6][31]를 언론을 통해 

반복 으로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HPV 백신 종을 망

설이는 부모가 상당하다. 언론 노출과 동시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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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지역사회 부모를 상으로 하는 집단 교육을 

통해 자궁경부암 방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고 질의응

답을 하는 것이 인식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

료된다.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보고[32]에 따르면 맞벌이 가

구의 인 양육지원자로 조부모가 90%선을 육박

하고 있으므로 추후 조부모의 돌 교육에 따른 백신

종 여부를 악하는 연구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국외와 다른 국내 실을 고려하여 로그램이 개

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국외에서 시행된 부모 상의 자궁경부암 방

교육 로그램 내용의 논문들을 상으로 연구동향을 

악하고 이를 국내 실에 맞추어 로그램 개발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다는 에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상으로 시행된 자궁경부암 

방교육 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 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부분

의 교육은 강의가 가장 많았고, 로셔나 리 렛, 비디

오, 메시지 등을 이용하 다. 교육내용은 자궁경부암 발

병률  원인, HPV 경로  험요인, HPV 백신

종 시기  횟수와 보험 용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재 후에는 재 

보다 교육내용에 한 지식이 증가하고, 부모의 백신

종 의도 뿐만 아니라 종률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1) 본 연구는 국외논문 7편만을 분석하 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 을 기하여야 한다.

2) 국내·외 국가 방 종의 도입시기가 다른 을 고

려하여 국내 부모를 상으로 자궁경부암 련 지

식과 종의도를 악할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결과를 토 로 국내에서도 부모를 상으

로 체계 인 자궁경부암 방교육 로그램 개발

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4) HPV 백신 종률 증가를 한 시기별 알림서비스

가 도입되어야 하며, 개인보다는 보건복지부의 개

입을 통한 단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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